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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메디포스트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2년 07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2년 07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2년 07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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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주1)

I.  Matters Related to the Proxy Solicitation of Voting Right
1. Matters Related to the Proxy Solicitation of Voting Right 

 
- Matters related to specially-related parties of the Proxy Solicitor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메디포스트 보통주 119,000 0.59 본인 -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스카이메디유한회사 최대주주 보통주 2,070,157 10.35 최대주주 -

마블2022홀딩스

유한회사
특별관계자 보통주 1,878,254 9.39 공동보유자 -

크레센도제3의디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특별관계자 보통주 191,903 0.96 공동보유자 -

양윤선 등기임원 보통주 601,200 3.01
공동보유자

대표이사
-

오원일 등기임원 보통주 70,572 0.35 등기임원 -

이장원 등기임원 보통주 18,000 0.09 등기임원 -

계 - 4,830,086 24.14 - -

Name

(Corporate Name)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atio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Note

MEDIPOST

Co., Ltd.

Common

Shares
119,000 0.59 Principal -

Name

(Corporate

Name)

Relationship with

the Proxy Solicitor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atio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Note

SkyMedi LLC.
The Largest

Shareholder

Common

Shares
2,070,157 10.35

The  Largest

Shareholder
-

Marvel 2022

Holdings LLC..

Special Related

Shareholders

Common

Shares
1,878,254 9.39 Joint ho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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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주2) 
2. Matters Related to Attorney-In-Fact of Proxy Solicitor
 
A. Attorney-In-Fact of Voting rights at Extraordinary Meeting of Shareholders (EGM

of Shareholders) 

Crescendo the

3rd - D Private

equity limited

partneship

Special Related

Shareholders

Common

Shares
191,903 0.96 Joint holder -

Yun-Seon

Yang

Registered

Executive

Common

Shares
601,200 3.01

Joint holder

CEO
-

Won-Il Oh
Registered

Executive

Common

Shares
70,572 0.35

Registered

Executive
-

Jang-Won

 Lee

Registered

Executive

Common

Shares
18,000 0.09

Registered

Executive
-

Total - 4,830,086 24.14 -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서준원 보통주 0 임직원 임직원 -

김은영 보통주 0 임직원 임직원 -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리마커블아시아(주) 법인 - - 업무수탁법인 업무수탁법인 -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마커블아시아(주) 문성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주주관리(IR), 위임장제공 및 수령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 확보 자문 및 용역제공
070-4618-4824

Name

(Corporate

Name)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Relationship

with Proxy

Solicito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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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torney-In-Fact as Agent of Proxy Solicitation 

 
[In case that Attorney-In-Fact as Agent of proxy Solicitation is a corporation] 
- Matters related to the Entrusted corporation of Proxy Solicitation operations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3) 
3. Proxy Solicitation Period & Scope of the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A. Proxy Solicitation Period 

Jun-Won Seo Common Shares 0 Employee Employee -

Eun-Yeong Kim Common Shares 0 Employee Employee -

Name

(Corporate Name)
Sortation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Relationship

with the Proxy Solicitor
Note

LEEMARKABLE ASIA

 Co.,Ltd.
Corporation - -

Entrusted

Agent

Entrusted

Agent
-

Corporate

Name
Representative Address

Scope of

Entrusted Operations
Contact Number

LEEMARKABLE

ASIA

 Co.,Ltd.

Sung Min

Moon

37, Gukjegeumyung-ro 2-

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IR, Proxy Solicitation

operations in general

(including various tasks

such as providing and

receiving of Power of

Attorney Forms)

070-4618-4824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2년 07월 13일 2022년 07월 18일 2022년 07월 29일 2022년 07월 29일

2022년 07월 07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Public Notice for Calling

EGM of Shareholders
Start Date End Date

Date of EGM of

Shareholders

Jul 13th, 2022 Jul 18th, 2022 Jul 29th, 2022 Jul 29th,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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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cope of the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All shareholders listed on the shareholders' list as of the reference date (Jul 7th,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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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4) 
Ⅱ. Purpose and Intent of Proxy Solicitation
1. Purpose and Intent of Proxy Solicitation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To obtain the mandate of voting rights to facilitate the proceedings of Extraordinary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o secure a quorum.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메디포스트 www.medi-post.co.kr IR → IR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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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주5) 
2. Matters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voting rights
 
A. Methods of Delegating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B. Methods of delegating voting rights with a written power of attorney
forms 
 
□ Methods of delivering power of attorney forms by proxy solicitor, etc.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자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21 (우편번호13494)

                  주식회사 메디포스트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화번호 : 02-3465-6615

 ·팩스번호 : 02-3465-6688

- 아래 접수기간 내 우편 접수 가능

·접수기간 : 2022년 7월 18일 ~ 7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Whether delegation b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is possible Not Applicable

Period of delegation b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

Managing Administration of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

Internet Homepage Address of delegation of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

Other Note -

Direct delivery to a solicited shareholder O

Delivery by post or facsimile O

Post a Power of Attorney Forms on the Internet homepage, etc. O

Delivery by electronic mai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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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Homepage of Providing Power of Attorney Forms 

 
□ Method of sending a Power of Attorney Forms 

 
C. Other methods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Delivery together with the notice to convene the EGM of Shareholders (in

case where the proxy solicitor is the issuer)
X

Name of Homepage Internet Address Others

MEDIPOST Co., Ltd. www.medi-post.co.kr IR → IR Notification

In the case of transmitting reference documents and delegation papers to the person who

recommends them by e-mail, It will be sent only if the authorized person agrees, and it will be

recommended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in the future to secure an expression of

intention.

- Direct delivery or send post mail or fax to a proxy solicitor

 ·Address : (Post Code : 13494) 21, Daewangpangyo-ro 644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Person in charge of shareholders' meeting

of Medipost Co.,Ltd

 ·Tel : 02-3465-6615

 ·Fax : 02-3465-6688

- Possible delivery by post within the application period.

·Application Period : July 18, 2022 ~ July 29, 2022 (Before the EGM of Shareholders)

일 시 2022년  7월   29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삼평동, 투썬월드 빌딩)

지하 1층 대강당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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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6)

3. Matters of the direct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the EGM of
Shareholders 
 
A. Date/Time and Place of the scheduled EGM of shareholders  

 
B. Whether Electronic/Written Voting is Available 
□ Matters of electronic voting 

 
□ Matters of Voting in writing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코로나19 관련 안내

-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 지침에 따라, 각 단계별 집합ㆍ모임 인원이

제한(한정)될 경우, 총회 참석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당일, 열화상 카메라 등에 따른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 등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격리

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는 주주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발생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장소변경 등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

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와 주주 및 관계자 분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활용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Date/Time Jul 29th, 2022 at 09:00 KST

Place
221 Pangyoyeok-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ampyeong-dong, Two-Sun World Tower) B1F Auditorium

Electronic voting Not applicable

Period of Electronic voting -

Managing administration of Electronic voting -

Homepage address -

Other 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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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ther matters of exercising voting right at EGM of Shareholders 

Voting in writing Not applicable

Period of Voting in writing -

Method of Voting in writing -

Other notes -

□ The information related to COVID-19

-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shareholders with fever (high temperature above 37.5

degrees), respiratory symptoms (cough, sore throat, etc.), subject to self-isolation, and close

contact with infectious diseases, please refrain from attending the site.

- Shareholders with fever (high temperature above 37.5 degrees), respiratory symptoms

(cough, sore throat, etc.), subject to self-isolation, and close contact with infectious

diseases, please refrain from attending the site.

- Day of the meeting of shareholders, access may be restricted if a fever is suspected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measurement result using a thermal imaging camera, or if a

shareholder is not wearing a mask.

-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such as the occurrence of a confirmed case, details related to

other execution, such as location change, have been delegated to the CEO, and when such

matters occur, they will be announced on the company website and electronic public system

without delay.

- Please cooperate to hold a safe shareholders' meeting and prevent shareholders and

officials from being infected with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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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영민 1973.11.04 기타비상무이사 - 대표이사 이사회

정병수 1977.04.23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이사회

이기두 1972.09.07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기간 내용

김영민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부사장

1998

2000

2000 ~ 2005

2006 ~ 2022.현재

2019 ~ 2022.현재

2022.현재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전)NH투자증권 IB사업부

현)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부사장

현)스카이레이크 에쿼티파트너스(유) 부사

장

현)스카이메디(유) 대표이사

없음

정병수
한컴위드 재무이사/

빅인사이트 CFO

2001

2004

2004 ~ 2010

2010 ~ 2016

2016 ~ 2021

2021 ~ 2022.현재

2021 ~ 2022.현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KEB하나은행 투자금융부 차장

ODK Media Finance/Accounting 부사장

(주)한컴위드 재무이사

(주)빅인사이트 CFO

없음

이기두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이사

1996

2001

2005 ~ 2007

2007 ~ 2012

2012 ~ 2022. 현재

2022. 현재

미국 UC Berkeley 재료공학 학사

미국 MIT 재료공학 박사

전)McKinsey & Company 컨설턴트

전)Excelsior Capital Asia 한국대표

현)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이사

현)마블2022홀딩스(유) 대표이사

없음

1) 김영민 기타비상무이사

김영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는 엔에이치투자증권을 거쳐 2006년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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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에 합류한 이후 현재까지 투자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수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이끈 금융투자업계

의 전문가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적임자로 추천합니다.

2)  정병수 기타비상무이사

정병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 및 KEB하나은행 투자금융부 등에

서 근무한 회계, 재무 전문가입니다. 재무관리와 리스크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바

탕으로 경영진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적임자로 추천합니

다.

3)  이기두 기타비상무이사

이기두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는 미국 MIT 재료공학 박사 졸업 후 McKinsey & Company 컨설턴트

및 Excelsior Capital Asia 한국대표를 거쳐 2012년 크레센도 에쿼티파트너스에 합류한 금융투자 및

컨설팅 업계 전문가입니다. 현재 크레센도 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해당 분야의 전

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적임자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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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Description of the Agenda Items of the EGM of the Shareholders

 

□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Recommended,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External director candidate, etc.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External

Director

candidate

Whether to be

selected a director

who is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separately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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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C. Reasons for the Board's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Young-min,

kim
Nov 4th, 1973

(Other)Non-executive

director
- CEO The Board

Byung-soo,

Jung
Apr 23th, 1977

(Other)Non-executive

director
- - The Board

Ki-doo, Lee Sep 7th, 1972
(Other)Non-executive

director
- - The Board

Total (  3  )  Persons

Name of

candidate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Period Career

Young-min,

kim

Skylake Investment

Skylake Equity Partners

Vice President

1998

2000

2000 ~ 2005

2006 ~ 2022 (Current)

2019 ~ 2022 (Current)

2022 (Current)

Bachelor of Applied Statistics, Konkuk University

Master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Former) NH Investment & Securities IB Division

Current) Vice President of Skylake Investments

Current) Vice President of Skylake Equity Partners

Current) CEO of SkyMedi LLC.

-

Byung-soo,

Jung

Finance Director of Hancom With Inc.

Big Insight CFO

2001

2004

2004 ~ 2010

2010 ~ 2016

2016 ~ 2021

2021 ~ 2022 (Current)

2021 ~ 2022 (Current)

Bachel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Kore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KICPA)

Samil Accounting Firm

Deputy Manager, Investment Finance Department, KEB Hana Bank

Vice President, ODK Media Finance/Accounting

Financial Director of Hancom With Co., Ltd.

CFO of Big Insight Co., Ltd.

-

Ki-doo,

Lee

Crescendo Equity Partners

CEO

1996

2001

2005 ~ 2007

2007 ~ 2012

2012 ~ 2022 (Current)

2022 (Current)

Bachelor of Science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UC Berkeley,

USA

Ph.D.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MIT

Former) McKinsey & Company Consultant

Former) Excelsior Capital Asia Korea Representative

Current) CEO of Crescendo Equity Partners

Current) CEO of Marvel 2022 Holdings

-

1) Young-min, kim

Candidate Young-min Kim, other non-executive director, is an expert i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who has led a number of successful investment cases since joining

Skylake Investments in 2006 through NH Investment & Securities. Based on expertise in the

relevant field,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rational decision-making as a

management team, so it is recommended as a suitable person.

2) Byung-soo,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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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Candidate Byeong-soo Jung, other non-executive director, is a certified Korean public

accountant, an accounting and finance expert who worked at Samil Accounting Corporation

and KEB Hana Bank's Investment Finance Department. Based on his expertise and insight in

financial management and risk management, he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rational decision-making as a management team.

3)  Ki-doo, Lee

Candidate Ki-doo Lee, other non-executive director, is an expert in the financial investment

and consulting industry who joined Crescendo Equity Partners in 2012 after graduating from

MIT with a Ph. He is currently serving as CEO of Crescendo Equity Partners. Based on his

expertise in the field, he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rational decision-making as

a management team, so I recommend him as a suitable person.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병수 1977.04.23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기간 내용

정병수
한컴위드 재무이사/

빅인사이트 CFO

2001

2004

2004 ~ 2010

2010 ~ 2016

2016 ~ 2021

2021 ~ 2022.현재

2021 ~ 2022.현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KEB하나은행 투자금융부 차장

ODK Media Finance/Accounting 부사

장

(주)한컴위드 재무이사

(주)빅인사이트 CFO

없음

- - - - -

정병수 감사위원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 및 KEB하나은행 투자금융부 등에서 근

무한 회계, 재무 전문가입니다.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및 점검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적임자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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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9) 
□ The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A.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Recommended,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External director candidate, etc.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External

Director

Whether to be selected

a director who is a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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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C. Reasons for the Board's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 Other Note 
- Not applicable 

candidate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separately
shareholder

Byung-soo

 Jung
Apr 23th, 1977

(Other)non-executive

director
- - The Board

Total (  1  ) Person

Name of

candidate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Period Career

Byung-soo,

Jung

Finance Director of Hancom With

Inc.

Big Insight CFO

2001

2004

2004 ~ 2010

2010 ~ 2016

2016 ~ 2021

2021 ~ 2022

(Current)

2021 ~ 2022

(Curr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Kore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KICPA)

Samil Accounting Firm

Deputy Manager, Investment Finance Department, KEB

Hana Bank

Vice President, ODK Media Finance/Accounting

Financial Director of Hancom With Co., Ltd.

CFO of Big Insight Co., Ltd.

-

- - - - -

Candidate Byeong-soo Jung, Audit Committee member, is a certified Korean public

accountant, an accounting and finance expert who worked at Samil Accounting Firm and KEB

Hana Bank's Investment Finance Department. It is recommended as a suitable person because

it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operational level of the Audit Committee, such as

strengthening the Audit Committee's internal control and inspection functions by

demonstrating keen insight and outstanding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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